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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엔진 도입 배경



1.1 검색 엔진 도입 배경

Shop by 상품 검색에 NHN Cloud Search 사용



1.1 검색 엔진 도입 배경

커머스 특화 검색 엔진 서비스 도입 필요...!

Shop by 상품 검색에 NHN Cloud Search 사
용



What is elasticsearch?

1.2 엘라스틱서치 소개

모든 데이터 색인을 통해 근 실시간으로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한 검색 엔진

• 오픈 소스 검색 엔진
• 역 인덱스 구조
• 속도, 확장성, 복원력 등 광범위한 기능 제공
• 분산형 설계로 인한 데이터 보관의 안전성

Elasticesarch

Logstash

Kibana

Elasticsearch를 사용하는 이유?

수집된 데이터 가공 파이프라인

엘라스틱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하는 도구

JSON 기반의 분산형 검색 및 분석 엔진

Beats
데이터 수집기

무료 오픈 소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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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엔진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
처

Product - Shop

Object Storage

Product - Consumer

Product - Batch

Shop by Search Engine

Elasticsearch

Object Storage: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장소 서비스

Search Engine Batch

Search Engine  Indexing

Search Engin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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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틱서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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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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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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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
처

Object Storage: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장소 서비스

Product - Shop

Object Storage

Product - Consumer

Product - Batch

Shop by Search Engine

Elasticsearch

1. 전체 색인 진행

Search Engine Batch

Search Engine  Indexing

Search Engine  Search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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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Engine  Indexing

Search Engine  Search
2. 부분 색인 진행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Search Engine Search

Search Engine

Elasticsearch

Kibana

Beats

검색 API 제공

Search Engine Indexing

부분 색인 진행
Spring Scheduler
10초 주기로 진행

Search Engine Batch

전체 색인 진행
쿠버네티스 CronJob 
매일 새벽 2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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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색인 구조



3.1 색인
색인이란?
책 속의 낱말이나 구절, 또 이에 관련한 지시자
를찾아보기 쉽도록 일정한 순서로 나열한 목록

엘라스틱서치를 통해 상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 작업 필요



3.1 색인

1. 전체 데이터 색인

DB에 저장된 모든 상품 데이터를 저장

2. 부분 데이터 색인

실시간으로 수정된 상품에 대하여
색인된 데이터를 수정



3.1 색인

1. 전체 데이터 색인

DB에 저장된 모든 상품 데이터를 저장

2. 부분 데이터 색인

실시간으로 수정된 상품에 대하여
색인된 데이터를 수정

데이터 정합성



3.2 전체 데이터 색인

Product - Batch

Object Storage

전체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1. 전체 색인을 위한
상품 Data Upload (CSV file)

Shop by



3.2 전체 데이터 색인

Product - Batch

Object Storage

전체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2. 매일 새벽 1시경 업로드 완료

Shop by



3.2 전체 데이터 색인

Product - Batch

Object Storage

전체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Search Engine Batch

Search EngineShop by 전체 색인 시작

3. File Download



3.2 전체 데이터 색인

Product - Batch

Object Storage

전체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4. 전체 색인 수행

Elasticsearch

Search EngineShop by

Search Engine Batch



3.2 전체 데이터 색인

Product - Batch

Object Storage

전체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전체 색인이 진행되기 전,
부분 색인이 진행 중인지 Check

Search EngineShop by

ElasticsearchSearch Engine Batch



3.2 전체 데이터 색인

Product - Batch

Object Storage

전체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Redis Key Lock

Search EngineShop by

ElasticsearchSearch Engine Batch



3.2 전체 데이터 색인

Product - Batch

Object Storage

전체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Search EngineShop by

ElasticsearchSearch Engine Batch



3.2 전체 데이터 색인

전체 색인 시 항상 새로운 인덱스를 생성하고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인덱스는 백업용으로 보관



3.2 전체 데이터 색인
Aliases – Multiple actions

POST _aliases
{
"actions": [
{
"remove": {
"index": "기존 인덱스",
"alias": "alias_product"

}
},
{
"add": {
"index": "전체 색인으로 생성된 인덱스",
"alias": "alias_product"

}
}

]
}

product_12/0
1

alias_produc
t

현재 사용 중인 검색용 인덱스

Alias 명 Index 명

인덱스에 별칭을 부여하는
API



3.2 전체 데이터 색인
Aliases – Multiple actions

POST _aliases
{
"actions": [
{
"remove": {
"index": "기존 인덱스",
"alias": "alias_product"

}
},
{
"add": {
"index": "전체 색인으로 생성된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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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roduct_12/0
1

product_12/0
2

alias_produc
t

인덱스에 별칭을 부여하는
API

검색용 인덱스 교체

Remove

Add

Alias 명

Index 명



3.2 전체 데이터 색인
Aliases – Multiple actions

POST _aliases
{
"actions": [
{
"remove": {
"index": "기존 인덱스",
"alias": "alias_product"

}
},
{
"add": {
"index": "전체 색인으로 생성된 인덱스",
"alias": "alias_product"

}
}

]
}

인덱스에 별칭을 부여하는
API

product_12/0
1백업용 인덱스

product_12/0
2

alias_produc
t

전체 색인 이후 인덱스

Alias 명 Index 명

Index 명



3.2 전체 데이터 색인

약 3,000,000개 이상의 상품 데이터를 색인하는 데 얼마나 걸릴
까?



3.2 전체 데이터 색인

runBlocking {
indexData.chuncked(5000).forEach {

documentCount += it.size
domainService.bulkIndexingProducts(

targets = EsProductIndex.createBy(it),
indexName = indexName,

)
}

}

How long will it 
take?

POST /_bulk
{ "index": { "_index": "product", "_id": 10616 } }
{ "mallNo": 99, "productName": "난방기 .. }
{ "index": { "_index": "product", "_id": 10617 } }
{ "mallNo": 100", "productName": ”냉장고 .. }
{ "index": { "_index": "product", "_id": 10618 } }
{ "mallNo": 101", "productName": ＂에어컨.. }
...

Bulk API

Only 1 request for N products



3.2 전체 데이터 색인

runBlocking {
indexData.chuncked(5000).forEach {

documentCount += it.size
domainService.bulkIndexingProducts(

targets = EsProductIndex.createBy(it),
indexName = indexName,

)
}

}

How long will it 
take?

POST /_bulk
{ "index": { "_index": "product", "_id": 10616 } }
{ "mallNo": 99, "productName": "난방기 .. }
{ "index": { "_index": "product", "_id": 10617 } }
{ "mallNo": 100", "productName": ”냉장고 .. }
{ "index": { "_index": "product", "_id": 10618 } }
{ "mallNo": 101", "productName": ＂에어컨.. }
...

Bulk API

Only 1 request for N products



3.2 전체 데이터 색인

runBlocking {
indexData.chuncked(5000).forEach {

documentCount += it.size
domainService.bulkIndexingProducts(

targets = EsProductIndex.createBy(it),
indexName = indexName,

)
}

}

How long will it 
take?

Batch completed 
약 50분~1시간 소요



3.2 전체 데이터 색인

만약 빠르게 Rollback이 필요하다면?

전체 색인 도중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또 다시 1시간을 전체 색인 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



3.2 전체 데이터 색인
val deferredJobs = mutableListOf<Deferred<Unit>>() 

runBlocking {
indexData.chuncked(2000).forEach { products -> 

documentCount += products.size
deferredJobs.add(

async { domainService.bulkIndexingProducts(products, indexName) }
)

if (defferedJobs.count() == 20) { 
defferedJobs.awaitAll()
defferedJobs.clear()

}
}

}

async로 2,000개의 데이터를 20개씩 병렬 처리로 indexing 요
청



3.2 전체 데이터 색인
val deferredJobs = mutableListOf<Deferred<Unit>>() 

runBlocking {
indexData.chuncked(2000).forEach { products -> 

documentCount += products.size
deferredJobs.add(

async { domainService.bulkIndexingProducts(products, indexName) }
)

if (defferedJobs.count() == 20) { 
defferedJobs.awaitAll()
defferedJobs.clear()

}
}

}

500,000개의 데이터를 약 1분만에 indexing 처리



3.2 전체 데이터 색인
val deferredJobs = mutableListOf<Deferred<Unit>>() 

runBlocking {
indexData.chuncked(2000).forEach { products -> 

documentCount += products.size
deferredJobs.add(

async { domainService.bulkIndexingProducts(products, indexName) }
)

if (defferedJobs.count() == 20) { 
defferedJobs.awaitAll()
defferedJobs.clear()

}
}

}

Batch completed 
약 6분~7분 소요



3.2 전체 데이터 색인
Bulk API 요청 적정 비
율

Elasticsearch

• 1,000 documents at 1KB each is 1MB.
• 1,000 documents at 100KB each is 100MB.

Documents

Bulk API Request

5~15MB Size



3.3 부분 데이터 색인

Product – Admin

Product - Consumer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Shop by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1. Topic Producer
"PRODUCT-UPDATED"

Shop by

Product – Admin

Product - Consumer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
처

2. Topic Consumer
Indexing API Call

Elasticsearch

Search Engine

Search Engine Indexing

Shop by

Product – Admin

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Product - Consumer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Elasticsearch

3. 데이터 저장

Shop by

Product – Admin

Product - Consumer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Shop by Search Engine

Search Engine Indexing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Elasticsearch4. Scheduler (10s)

Shop by

Product – Admin

Product - Consumer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Search Engine

Search Engine Indexing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Elasticsearch

Shop by

Product – Admin

Product - Consumer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Search Engine

4. Scheduler (10s)

Search Engine Indexing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Elasticsearch

Shop by

Product – Admin

Product - Consumer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Search Engine

4. Scheduler (10s)

Search Engine Indexing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Elasticsearch

Shop by

Product – Admin

Product - ConsumerProduct – Server

Display - Admin

...

Search Engine

Search Engine Indexing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
처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3.3 부분 데이터 색인
부분 데이터 색인 아키텍처

indexingTargets.forEach { target ->    
when (target.action) {
UPDATE -> {
bulkRequestBuilder.operations { bulkOperation ->
bulkOperation.index {
it.index(indexName).id(target.productNo.toString()).document(target.product)

}
}   

} 
DELETE -> {
bulkRequestBuilder.operations { bulkOperation ->
bulkOperation.delete {
it.index(indexName).id(target.productNo.toString())

}
}   

} ...



4. 검색 품질 개선 방안



4.1 검색 품질

·얼마나 검색이 일치하는가
·얼마나 적절하게 형태소 분석이 되는가
·사용자 요청에 얼마나 유의미한 용어를 추출해 내는가

검색 품질은 왜 좋아야 하는가?
Search Request: 운동화

Search Response: 동화책?!

만족할 수 있는 검색 품질?



• 색인 시 입력된 데이터를 텀(term)으로 추출하기 위한 과정

Elasticsearch Analyzer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Terms
남성

운동화
sneakers

...

Data
남성운동화

Elasticsearch Analyzer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형태소 분석이 중요한 이유

남성운동화

남성 배색 라인 운동화

26% 174,640원 236,250원

유아를 위한 그림 동화 3권세트

10% 32,400원 36,000원

남성 | 운동화

남성운 | 동화

Source: https://www.flaticon.com/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Nori tokenizer

남성 | 운동 |  화
Tokenizer

남성 배색 라인 운동화

26% 174,640원 236,250원

남성용 기모 트레이닝 바지 운동복

10% 10,170원 11,300원

미니랙 분리형 홈트 운동기구

10% 202,050원 224,500원

Source: https://www.flaticon.com/

남성운동화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사용자 사전 도입 – user_dictionary.txt

남성운동화 남성 | 운동 |  화
Tokenizer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dictionary.txt

운동화
운동복

운동기구
sneakers

...

사용자 사전 등록

사용자 사전 도입 – user_dictionary.txt

남성운동화 남성 | 운동화
Tokenizer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동의어 사전 도입 – synonym.txt

신발, 운동화, 런닝화, 러닝화, 스니커즈, shoes, sneakers ..?

신발을 사야 하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할까?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동의어 사전 도입 – synonym.txt

신발, 운동화, 런닝화, 러닝화, 스니커즈, shoes, sneakers ..?

신발을 사야 하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할까?

synonym.txt
동의어 사전 등록

신발, 운동화, 런닝화, 러닝화,
스니커즈, shoes, sneakers

물, 생수, 식수 ...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동의어 사전 도입 – synonym.txt

남성 배색 라인 운동화

26% 174,640원 236,250원

신발 == 운동화 == 스니커즈
== 러닝화 == shoes ...

여성 발 편한 어글리 슈즈 러닝화

5% 35,630원 37,500원

남성 캐주얼 스니커즈

5% 19,860원 20,900원

간편한 다이얼 캐주얼 신발

31% 184,050원 265,850원

"신발" 검색

Source: https://www.flaticon.com/



4.3 사용자/동의어 사전 자동화 배포

사용자 사전과 동의어 사전을 서버에 등록하기 위해서
자동화 배포 필요



Object Storage

사용자 사전.txt 동의어 사전.txt

4.3 사용자/동의어 사전 자동화 배포

Server 1

Server 2

Server 3Jenkins Ansible

Target Server

Deploy Deploy ssh

동의어 사전과 사용자 사전의 자동화 배포 프로세스



4.4 검색 쿼리 개선

더욱 자연스러운 검색 결과 응답을 위한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상품명

keywordText
copy_to

키워드

브랜드명

...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productName": "텀블러"
}

}
}

"productName":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keywords": [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
"displayCategory": {

"names": [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
},
"marketingPhrases": "무료배송",
"brand": {

"brandName": "NHN Commerce"
}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productName": "NHN Commerce 보온보냉병 – Your family",
"keywords": [

"보온병",
"보냉병",
"텀블러",
"보틀",
"컵"

],
"displayCategory": {

"names": [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
},
"marketingPhrases": "",
"brand": {

"brandName": "NHN Commerce"
}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productName": "텀블러"
}

}
}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GET /products/_search
{
"query": {
"bool": {

"should": [
{
"match": { "productName": "텀블러" }

},
{
"match": { "keywords": "텀블러" }

},
{
"match": { "displayCategory.names": 

"텀블러" }
}

]...

"productName": "NHN Commerce 보온보냉병 – Your family",
"keywords": [

"보온병",
"보냉병",
"텀블러",
"보틀",
"컵"

],
"displayCategory": {

"names": [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
},
"marketingPhrases": "",
"brand": {

"brandName": "NHN Commerce"
}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productName":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keywords": [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
"displayCategory": {

"names": [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
},
"marketingPhrases": "무료배송",
"brand": {

"brandName": "NHN Commerce"
}

PUT /products
{
...
"mappings": {

"properties": {
"keywordText": {
"type": "text",
"analyzer": "commerce_analyzer"

},
"productName": {
"type": "text",
"copy_to": [ "keywordText" ],
"analyzer": "commerce_analyzer"

}
...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productName":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keywords": [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
"displayCategory": {

"names": [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
},
"marketingPhrases": "무료배송",
"brand": {
"brandName": "NHN Commerce"

}



"productName":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keywords": [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
"displayCategory": {

"names": [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
},
"marketingPhrases": "무료배송",
"brand": {
"brandName": "NHN Commerce"

}

"fields": {
"keywordText": [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무료배송",
"NHN Commerce"

]
}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텀블러"
}

}
}

4.4 검색 쿼리 개선
copy_to

"fields": {
"keywordText": [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스마트",
"원터치",
"텀블러",
"450ml",
"3종",
"택1",
"주방",
"컵/텀블러/보틀",
"스테인리스 텀블러",
"무료배송",
"NHN Commerce"

]
}



4.4 검색 쿼리 개선
minimum_should_match

와인 셀러 냉장고 상하 온도조절
(미러형)

20% 399,000원 499,000원

?검색어: 김치냉장고

Source: https://www.flaticon.com/



4.4 검색 쿼리 개선
minimum_should_match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김치냉장고"
}

}
}

"tokens": [
{
"token": "김치",
"start_offset": 0,
"end_offset": 2,
"type": "word",
"position": 0

},
{
"token": "kimchi",
"start_offset": 0,
"end_offset": 2,
"type": "SYNONYM",
"position": 0

}, 
{
"token": "냉장고",
"start_offset": 0,
"end_offset": 2,
"type": "word",
...



4.4 검색 쿼리 개선
minimum_should_match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김치냉장고"
}

}
}

Source: https://www.flaticon.com/



4.4 검색 쿼리 개선
minimum_should_match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김치냉장고"
}

}
}

Source: https://www.flaticon.com/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
"query": "김치냉장고",
"operator": "and"

}
}

}
}

4.4 검색 쿼리 개선
minimum_should_match

Source: https://www.flaticon.com/



4.4 검색 쿼리 개선
minimum_should_match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
"query": "김치냉장고",
"minimum_should_match": "100%"

}
}

}
}

Source: https://www.flaticon.com/



4.4 검색 쿼리 개선
minimum_should_match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
"query": "김치냉장고",
"minimum_should_match": "50%"

}
}

}
}

Source: https://www.flaticon.com/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Analyzer
Client

match

term

Elasticsearch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저렴한 남성운동화 저렴 | 한 | 남성 | 운동화
Analyzer

양말과 신발 양말 | 과 | 신발
Analyzer

nori_part_of_speech 적용



GET /products/_search
{
"query": {
"match": {

"keywordText": "푹신푹신"
}

}
}

"took": 3,
"timed_out": false,
"_shards": {

"total": 3,
"successful": 3,
"skipped": 0,
"failed": 0

},
"hits": {

"total": {
"value": 0,
"relation": "eq"

}
},
"max_score": null,
"hits": []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GET /products/_analyze
{
"analyzer": "commerce_analyzer",

"text": "푹신푹신"
}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
"tokens": []

}



푹신푹신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MAG(일반 부사) 제거

푹신푹신
Analyzer

"tokens": [
{

"token": "푹신푹신",
"start_offset": 0,
"end_offset": 4,
"type": "word",
"position": 0,
"bytes": "[ed 91 b9 ec 8b a0 ed 91 b9 ec 8b a0]",
"leftPOS": "MAG(General Adverb)",
"morphemes": null,
"posType": "MORPHEME",
"positionLength": 1,
"reading": null,
"rightPOS": "MAG(General Adverb)",
"termFrequency": 1

}
]



PUT /products
{
...
"mappings": {

"properties": {
"keywordText": {
"type": "text",
"analyzer": "commerce_analyzer"

},
"keywordList": {
"type": "keyword"

},
...

"productName": {
"type": "text",
"copy_to": [ "keywordText" ],
"analyzer": "commerce_analyzer"

},
"keywords": {
"type": "keyword",
"copy_to": [ "keywordText", "keywordList" ]

},
...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Analyzer

Analyzer



GET /products/_search
{
"query": {
"bool": {

"should": [
{ "match": {"keywordText": "푹신푹신"} }

]
}

}
}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푹신푹신 뽀글이 양털 실내화 오픈형 3종

10% 13,410원 14,900원

Source: https://www.flaticon.com/



GET /products/_search
{
"query": {
"bool": {

"should": [
{ "term": { "keywordList": "푹신푹신"} }

]
}

}
}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푹신푹신 뽀글이 양털 실내화 오픈형 3종

10% 13,410원 14,900원

Source: https://www.flaticon.com/



"fields": {
"keywordText": [
"푹신푹신 뽀글이 양털 실내화 오픈형 3종",
"포근이신발형거실화",
"푹신푹신",
"발편한슈즈",
"푹신한",
"귀여운스타일링",
"따뜻한슬리퍼",
"사무실실내화",
"패브릭",
"슬리퍼/실내화",
"오픈형"

],
"keywordList": [
"포근이신발형거실화",
"푹신푹신",
"발편한슈즈",
"푹신한",
"귀여운스타일링",
"따뜻한슬리퍼",
"사무실실내화",
"패브릭",
"슬리퍼/실내화",
"오픈형"

]
}

4.4 검색 쿼리 개선
Match + Term 검색

푹신푹신 Null

푹신푹신 푹신푹신

Analyzer

Analyzer

GET /products/_search
{
"query": {
"bool": {

"should": [
{ "match": {"keywordText": "푹신푹신"}},
{ "term": {"keywordList": "푹신푹신" }}

]
}

}
}



5. 검색 성능 테스트 결과 비교



최초 100 – 200 ⬇ TPS
평균 약 1.2초 ⬆ 응답 속도

10%
6%

72%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최초의 검색 엔진 성능으로부터,

최소 분당 20,000건(= 초당 약 350건)
이상의 검색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

다!

엘라스틱서치 튜닝
서버 스케일 업

웹 캐시 도입
...



개요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Client NODE 1

NODE 2

NODE 3

Request



개요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Client NODE 1

NODE 2

NODE 3

Request



개요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Client NODE 1

NODE 2

NODE 3

Request

nori_tokenizer
Thread Pool

...

1 2
Shards



개요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성능 개선 방안 ?

1. Shards Size가 작을수록
2. Search Thread가 많을수록
3. Search Query 응답이 빠를수록
4. Node별 스펙이 좋을수록
5. Data Node가 많을수록



개요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성능 개선 방안 ?

1. Shards Size가 작을수록
2. Search Thread가 많을수록
3. Search Query 응답이 빠를수록
4. Node별 스펙이 좋을수록
5. Data Node가 많을수록

• Data Size: 약 5GB
• 5GB/3 = 약 1.6GB
• ∴ Data Node당 1 Shard 유지



// elasticsearch.yml

cluster.name: es-docker-cluster
network.host: 0.0.0.0

...

thread_pool: {
search: {
size: 10
queue_size: 1000

}
}

"thread_pool": {
"search": {
"type": "fixed",
"size": 10,
"queue_size": 1000

},
"get": {
"type": "fixed",
"size": 6,
"queue_size": 1000

},
"write": {
"type": "fixed",
"size": 16,
"queue_size": 20000

},
...

}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Thread Count 설정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Thread Count 설정

thread_pool.search.size: 25
초당 400 Request (10초간)

1%

99%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Thread Count 설정

thread_pool.search.size: 25
초당 400 Request (10초간)

1%

99%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thread_pool.search.size: 35
초당 400 Request (10초간)

8%
6%

86%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Query Tuning

‘케이스’ 검색 결과
192,547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
카테고리별 상품

디자인소품 180,169
다이어리/스케줄러 8

만년 다이어리 3
리필속지 2
...

플래너/컨셉북 1
...

가전/디지털 4,495
키덜트/취미 1,074
여행/레포츠 1,556

...

▼ depth1Categories: [{categoryNo: 1, count: 180169, displayOrder: 1, label: "디자인소품", parentCategoryNo: 0}, ..]
▶ 0: {categoryNo: 1, count: 180169, displayOrder: 1, label: "디자인소품", parentCategoryNo: 0}
▶ 1: {categoryNo: 2, count: 4495, displayOrder: 2, label: "가전/디지털", parentCategoryNo: 0}
▶ 2: {categoryNo: 3, count: 1074, displayOrder: 3, label: "키덜트/취미", parentCategoryNo: 0}
▶ 3: {categoryNo: 4, count: 1556, displayOrder: 4, label: "여행/레포츠", parentCategoryNo: 0}
▶ 4: {categoryNo: 5, count: 103, displayOrder: 5, label: "가구", parentCategoryNo: 0}
▶ 5: {categoryNo: 6, count: 13, displayOrder: 6, label: "패브릭", parentCategoryNo: 0}
▶ 6: {categoryNo: 7, count: 1033, displayOrder: 7, label: "인테리어", parentCategoryNo: 0}
▶ 7: {categoryNo: 8, count: 718, displayOrder: 8, label: "주방", parentCategoryNo: 0}
▶ 8: {categoryNo: 9, count: 63, displayOrder: 9, label: "식품", parentCategoryNo: 0}
▶ 9: {categoryNo: 10, count: 1104, displayOrder: 10, label: "생활/욕실", parentCategoryNo: 0}

▼ depth2Categories: [{categoryNo: 14, count: 354, displayOrder: 1, label: "스카프/머플러", parentCategoryNo: 10}, ..]
▼ depth3Categories: [{categoryNo: 23, count: 2083, displayOrder: 1, label: "스마트톡", parentCategoryNo: 14}, ..]
▼ depth4Categories: [{categoryNo: 26, count: 1561, displayOrder: 1, label: "디지털/폰케이스", parentCategoryNo: 23}, ..]
▼ depth5Categories: []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Query Tuning

GET /products/search
{
"aggs": {
"depth1_count": { "terms": { "field": "displayCategory.depth1" } },
"aggs": {
"depth2_count": { "terms": { "field": "displayCategory.depth2" } },
"aggs": {
"depth3_count": { "terms": { "field": "displayCategory.depth3" } },
"aggs": {
"depth4_count": { "terms": { "field": "displayCategory.depth4" } },
"aggs": {
"depth5_count": {"terms": { "field": "displayCategory.depth5" } },

}
}

}
} ... ! 0.5 ~ 1.5 sec

남성 배색 라인 운동화

26% 174,640원 236,250원

상품카테고리
▼ depth 1: 패션잡화

▼ depth 2: 슈즈
▼ depth 3: 남성용슈즈

▼ depth 4:  수제화
▼ depth 5: 운동화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Query Tuning

GET /products/search
{
"aggs": {
"displayCategories": {

"terms": {
"field": "displayCategory.summaries"

}
}

}
}

0.3 ~ 0.8 sec

남성 배색 라인 운동화

26% 174,640원 236,250원

상품카테고리
▼ summaries: 패션잡화|슈즈|남성용슈즈|수제화|운동화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Query Tuning

Query Tuning 이전 (단일검색 약 1.5 ~ 2초)
초당 400 Request (10초간)

8%
6%

86%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Query Tuning 이후 (단일 검색 약 0.4 ~ 1초)
초당 400 Request (10초간)

76%

38%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Query Tuning

8%
6%

86%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Query Tuning 이전 (단일 검색 약 1.5 ~ 2초)
초당 400 Request (10초간)



5.3 서버 스케일 업
Node별 CPU, Memory 업그레이드

8 Core, 8 GB Memory
초당 200 Request (10초간)

10%
6%

72%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5.3 서버 스케일 업
Node별 CPU, Memory 업그레이드

8 Core, 8 GB Memory
초당 200 Request (10초간)

10%
6%

72%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16 Core, 16 GB Memory
초당 200 Request (10초간)

100%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5.4 웹 캐시 적용

0 1 2 3 4 5 6 7 8 9 10

Apache

Nuster

Squid

Traffic Server

Nginx

Varnish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캐시 툴 목록

출처: https://www.linuxlinks.com/webcaches/



5.4 웹 캐시 적용

샵바이 KR/JP ElasticsearchClient

Nginx Web Cache

Search Server



5.4 웹 캐시 적용

샵바이 KR/JP ElasticsearchClient

Nginx Web Cache

Search ServerNginx Cache

cache.log
FileBeat



5.4 웹 캐시 적용

샵바이 KR/JP ElasticsearchClient

Nginx Web Cache

Search ServerNginx Cache

cache.log
FileBeat

Cache Hit !



5.4 웹 캐시 적용
Cache Log for Dashboard



5.4 웹 캐시 적용

Cache MISS 약 1.1 ~ 1.5 초

적용 이후 응답 속도 차이



5.4 웹 캐시 적용

Cache MISS Cache HIT약 1.1 ~ 1.5 초 약 0.2 ~ 0.7초

적용 이후 응답 속도 차이



성능 개선 방안 적용 후

개선 이후 400 – 500 ⬆ TPS
평균 약 0.7초 ⬇ 응답 속도

76%

38%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최초 100 – 200 ⬇ TPS
평균 약 1.2초 ⬆ 응답 속도

10%
6%

72%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앞서 말한 모든 성능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면?



6. 후기



6. 후기

400 – 500 ⬆ TPS
평균 약 0.7초 ⬇ 응답속도

76%

38%

t < 800ms t > 800ms t > 1200ms failed



6. 후기



출처
• "Best Open Source Web Cache Tools", https://www.linuxlinks.com/webcaches/
• 클립아트 및 아이콘

• https://www.flaticon.com/
• https://www.elastic.co/kr/elasticsearch/
• https://spring.io/projects/spring-boot
• https://www.mysql.com/
• https://redis.io/
• https://kafka.apache.org/
• https://www.mongodb.com/
• https://www.docker.com/
• https://kubernetes.io/
•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
• https://www.jenkins.io/

https://www.flaticon.com/
https://spring.io/projects/spring-boot
https://www.mysql.com/
https://redis.io/
https://kafka.apache.org/
https://www.mongodb.com/
https://www.docker.com/
https://kubernetes.io/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management/ansible


Q & A



© NHN FORWARD All rights reserved.

고맙습니다.


	엘라스틱서치를 이용한 �상품 검색 엔진 개발 일지
	슬라이드 번호 2
	1. 검색 엔진 도입 배경
	1.1 검색 엔진 도입 배경
	1.1 검색 엔진 도입 배경
	1.2 엘라스틱서치 소개
	1.2 엘라스틱서치 소개
	1.2 엘라스틱서치 소개
	1.2 엘라스틱서치 소개
	1.2 엘라스틱서치 소개
	2. 검색 엔진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2.1 신규 검색 엔진의 아키텍처
	3. 데이터 색인 구조
	3.1 색인
	3.1 색인
	3.1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2 전체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3.3 부분 데이터 색인
	4. 검색 품질 개선 방안
	4.1 검색 품질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2 형태소 분석 및 사용자/동의어 사전 도입
	4.3 사용자/동의어 사전 자동화 배포
	4.3 사용자/동의어 사전 자동화 배포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4.4 검색 쿼리 개선
	5. 검색 성능 테스트 결과 비교
	슬라이드 번호 96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5.1 검색 성능 향상 방안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2 엘라스틱서치 튜닝
	5.3 서버 스케일 업
	5.3 서버 스케일 업
	5.4 웹 캐시 적용
	5.4 웹 캐시 적용
	5.4 웹 캐시 적용
	5.4 웹 캐시 적용
	5.4 웹 캐시 적용
	5.4 웹 캐시 적용
	5.4 웹 캐시 적용
	성능 개선 방안 적용 후
	6. 후기
	6. 후기
	6. 후기
	출처
	슬라이드 번호 124
	슬라이드 번호 125

